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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LD 개관

국제대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Hydroelectricity and the Congress on the

2차대전 기간에는 개최하지 못했고, 1933, 1936

히고 회원국의 신장을 도모하여 왔으며 연도별

Large Dams)를 줄여서 ICOLD라고 부른다. 국

Advancement of Science)에 참석중이던 일부

및 1963년에는 각각 2회씩 개최하여, 1992년 스

회원국 현황을 보면 1933년 21개국, 1955년 38

제대댐회는 국제적인 민간 학술단체로서 각 회원

기술자들에 의해 ICOLD와 같은 댐 전문단체의

페인의 그라나다에서 제60차 집행위원회가 개최

개국, 1967년에 61개국, 1984년에 75개국, 1992

국(National Committee)간에 있어서 대댐(河床)

창설에 인식을 같이 함으로서 胚胎되었다고 한

되었다. 매3년 마다 열리는 총회는 1936년~1947

년에 78개국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거쳐 2012

에서 높이 15m 이상의 댐)의 설계 시공 유지 및

다. 그 후 1926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세계

년간에는 열리지 못하였고, 1991년에 오스트리아

년에는 95개국에 이르고 있다.

운영에 관한 경험과 기술정보의 교환을 하고 관

동력회의(WPC : World Power Conference, 현

의 비엔나에서 제17차 총회가 개최된바 있다.

련기술의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는 WEC로 개칭)의 분과회의에서 ICOLD 창립

있다.

에 필요한 정관(Constitution) 작성 등 준비 작업

현 재 통 용 되 고 있 는 ICOLD의 정 관

리는 총회(Congress)에서는 그때마다 대두되고

을 프랑스대표에게 위임하였다고 한다.

(Constitution)과 내규(By-Laws)의 골격은 1963

있는 관심사에 대한 4개 주제별로 250~300편

ICOLD는 1928년에 창설되어 현재 95개(2012년

그리하여 1928년 7월 6일 파리에서 개최된「국제

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집행위원회에서 이태

(약 6,000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며 총

현재)의 회원국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

발전 및 배전연맹 총회」
(International Union of

리 출신의 Claudio Marcello 총재 재임시 채택되

회 참석자는 매회 증가되어 1,500~2,000명에 이

은 1972년 4월 18일에 호주 캔버라(Canberra)에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Electric

었다고 한다.

르고 있다. 또한 1987년 제55차 집행위원회부터

서 개최된 제40차 ICOLD 집행위원회 의결로 67

Power)에 참석중이던 프랑스, 루마니아, 영국,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북한은 1988년에

스위스, 미국 및 이태리 등 6개국 대표가 발기인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ICOLD는 1928년에 창

기간중에 개최하여 그간 사무적인 ICOLD 운영

야 회원국이 되었으나 현재는 제명상태이다.

으로서 임시집행위원회(Provisional Executive

립되었으나 1930년 이래 WPC와 공동으로 회의

문제를 다루어 왔던 종래의 집행위원회 형식으로

ICOLD 활동에 있어서 국제대댐회 한국위원회

Committee)를 구성하고 파리에 중앙사무국을

를 소집하는 연고로 그 명칭도 ICOLD of WPC

부터 탈피하여 기술문제를 깊이 있게 토론 발표

(KNCOLD; Korea National Committee on

설치함으로서 ICOLD의 창립을 보게 되었다.

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ICOLD는 댐 기

함으로서 댐 기술인의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게

술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또한 대규모 댐건

되었다.

Large Dams)가 한국을 대표하고 있다.

ICOLD는 매3년마다 집행위원회와 병행하여 열

는 현안문제에 대한 기술 심포지움을 집행위원회

그러다 1930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WPC회의에

설의 활성화를 바라는 시대적 여망에 따라 1967

또한 국제대댐회 한국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대

서 댐 기술 및 재정에 관한 독립성을 ICOLD가

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35차 집행위원회에서

현재 ICOLD 산하에는 2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댐회에서 겸하도록 되어있고 한국대댐회의 국제

가지면서 회의소집 등은 WPC와 공동으로 운영

WPC로부터 완전독립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이는

운영하여 분야별로 150여종의 심도 있는 기술지

협력위원회에서 국제대댐회 관련 사업을 수행하

키로 하고 명칭도「International Commission

당시 J. Guthrie Brown 총재의 역할이 컸었다고

도서(bulletins)를 발간하여 댐 관련기술의 발전

도록 한국대댐회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on Large Dams of the World Power

하며, 명칭도 짧아져 오늘날의 ICOLD로 원상복

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한국대댐회에서는 1981

Conference」
로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제1차 집

구 되었다.

년 스톡홀름의 제49차 집행위원회에서 윤용남교

국제大댐회 즉 ICOLD의 창립은 1925년 프랑스

행위원회는 1931년에 런던에서, 제1차 총회는

의 그레노오불에서 개최된「제5차 수력발전총회

1933년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으며, 매년 개

ICOLD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1955~1967에

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모두 6개 분과위원회에 참

및 과학발전을 위한 총회」
(Fifth Congress on

최되는 집행위원회는 1940~1945년에 걸친 세계

걸친 조직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활동영역을 넓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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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및 선우 중호교수가 2개 분과위원회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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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참여분과)

A.

COMPUTATIONAL ASPECTS OF ANALYSIS AND DESIGN OF DAMS

B

SEISMIC ASPECTS OF DAM DESIGN

C.

HYDRAULICS FOR DAMS *

D.

CONCRETE DAMS

E.

EMBANKMENT DAMS

ICOLD의 조직은 임기 3년의 총재 1인과 6명의

Giang, 스위스의 A. Schileiss, 아르헨티나 A.

부총재(지역별)로 구성되고 중앙사무국에 여러

Pujol, 남아프리카공화국 G. Basson, 일본의 T.

가지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Sakamoto, 오스트리아의 W. Floegl로 6명이다.

있다. 2012년 현재 총재는 부루키나파소 A.

또한 사무총장은 2006년 이래 프랑스의 M. DE

Nombre이고 부총재는 베트남의 P. Hong

VIVO가 맡고 있다.

성명: A. NOMBRE (2012~2015) 국적: 부르키나 파소

총재

소속: 부르키나파소 대댐회장

F.

ENGINEERING ACTIVITIES WITH THE PLANNING PROCESS FOR WATER RESOURCES PROJECTS

G.

ENVIRONMENT

H.

DAM SAFETY *

I.

PUBLIC SAFETY AROUND DAMS

E-mail: phglmd@vncold.vn

J.

SEDIMENTATION of RESERVOIRS

성명: A. SCHLEISS (2012~2015) 생년월일: 1953

K.

INTEGRATED OPERATION OF HYDROPOWER STATIONS AND RESERVOIRS *

L.

TAILINGS DAMS & WASTE LAGOONS

N.

PUBLIC AWARENESS AND EDUCATION

O.

WORLD REGISTER OF DAMS AND DOCUMENTATION *

E-mail: nadama@fasonet.bf
성명: P. HONG GIANG (2010~2013) 생년월일: 1942. 9. 9
Asia Zone

Europe Zone

국적: 베트남

국적: 스위스

소속: 베트남 대댐회장

소속: 전 스위스대댐회장(
‘06~’
12)

E-mail: anton.schleiss@epfl.ch
성명: A. PUJOL (2011~2014)
America Zone

국적: 아르헨티나

생년월일: 1953. 8. 29

소속: 전 아르헨티나대댐회장(
‘98~’
05)

E-mail: pujol.alejandro@redingenieriasrl.com.ar

부총재
Q.

DAMS FOR HYDROELECTRIC ENERGY

S.

ON FLOOD EVALUATION AND DAM SAFETY *

성명: G. BASSON (2012~2015) 생년월일: 1962. 8. 24
Africa Zone

국적: 남아프리카

소속: Stellenbosch대학 교수

E-mail: grbasson@sun.ac.za
T.

DAMS AND WATER TRANSFERS

U.

ROLE OF DAMS IN THE DVPT AND MANAGEMENT OF RIVER BASINS *

X.

FINANCIAL AND ADVISORY

Y.

GLOBAL CLIMATE CHANGE AND DAMS, RESERVOIRS AND THE ASSOCIATED WATER RESOURCES *

Z.

성명: W. FLOEGL (2010~2013) 생년월일: 1952. 2. 25
Europe Zone

국적: 오스트리아

소속: Floegl Hydro Consulting Engineers 대표

E-mail: floegl.linz@fhce.at
성명: T. Sakamoto (2011~2014) 국적: 일본
6th post

CAPACITY BUILDING AND DAMS

소속: 일본대댐회장
E-mail: sakamoto@jcold.or.jp

표1. ICOLD 기술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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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국제대댐회 총재단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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